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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adolescent dual users of tobacco products are at a
high risk of binge drinking. However, changes i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the use of heated tobacco product (HTP), have remained unknown.
Methods: This study is cross-sectional in nature and uses self-reported survey data from
2017-2021 for individuals aged 13-18 years derived from the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For analysis, the study included 7,201 binge drinkers and 7,067 nonbinge drinkers.
Single, dual, and triple use of tobacco products was defined as the number of products used
such as cigarettes, e-cigarettes, and HTP. The study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with a
complex sample design to compute for the adjusted odds ratios for binge drinking in 2019 and
2020.
Results: Among the current drinking youth, the total number of uses of tobacco product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between 2017 and 2021, and the number of users of single products
decreased, whereas multiple usage decreased in 2020 but returned to the level as 2019 or
before. The number of dual users of tobacco products increased from 18.6% in 2017 to 23.2%
in 2021. Being an exsmoker and a single/dual/triple user was associated with binge drinking
in 2019 (Exsmoker aOR: 1.58, 95% CI: 1.30-1.91; Single user aOR: 2.98, 95% CI: 2.36-3.75;
Dual user aOR: 2.53, 95% CI: 1.87-3.41; Triple user aOR: 2.66, 95% CI: 1.91-3.71), and the
association was also significant in 2020 (Exsmoker aOR: 2.03, 95% CI: 1.64-2.51; Single user
aOR: 2.78, 95% CI: 2.15-3.60; Dual user aOR: 3.13, 95% CI: 2.17-4.51; Triple user aOR: 4.02,
95% CI: 2.37-6.81).
Conclusion: Despite the decrease in smoking and drinking among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dual, triple users of tobacco products among adolescents
who engage in drinking has recently increased. Moreover, dual and triple users have displayed
high risks of binge drinking. Thus, the study suggests that an integrated preventive approach
and research are required to prevent the widening of the health risk behavior gap and multiple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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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처음에는 담배와 술로 시작되는 청
소년의 물질사용은 점차 강도가 세지고 사용하는 물질의 수 또

2020년 1월 20일 국내 COVID-19 (Coronavirus

한 많아진다.(6,7) 최근 폭음하는 청소년일수록 흡연 경험과 평

Disease-19) 첫 환자가 보고되고, 2월 대구에서 집단 발생이 일

균 흡연량이 많다고 보고되었다.(8)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

어난 후, 2020년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사한 연구결과에서 흡연 청소년 중 음주자는 91.1%, 음주 청소

(Red)’ 단계로 격상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전례 없는

년 중 흡연자는 45.1%, 흡연과 음주 동시집단은 22.4%로 나타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다. 4월에는 온라인 개학을 실

났으며 국내 청소년 중 흡연과 음주를 같이 행하는 동시집단은

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했으며, COVID-19 상황의 장기

15.3%였다.(9,10)

화로 1년 이상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었다.(1) 2022년

흡연, 음주 동시행위집단 청소년들은 개인 및 사회적 문제와

3월 비로소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으나, COVID-19 판데믹 기

비행 위험이 증가하며, 음주와 흡연은 불법 약물 사용 및 약물 문

간 동안 청소년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반경

제와도 관련성이 높다.(11,12) 흡연하는 청소년들 특히, 일반 궐

축소, 교육부의 등교일수 감소, 친구들과 집단 생활 감소와 같은

련 외에 다른 종류의 담배제품을 다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음,

일상 변화를 경험했다.

폭음이 더 많았으며,(13,14) 청소년기 음주 역시 새로운 담배제

COVID-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면에 존재한 이러한 교육

품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물질사용에

서비스 중단은 교육격차와 돌봄공백을 유발했으며, 그 피해는

대해서는 단일 현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는 위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이에 건강재난의 측면에서

행동으로서 흡연, 음주, 타 물질을 포함한 통합적 예방 및 개입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 불평등’ 예방이 과제로 제기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하다.(15)

되었다.(2)

음주 청소년의 50%가 폭음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 청소년 중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대표적 건강위

폭음을 하는 청소년의 건강 관련 행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

험인 흡연, 음주는 2019년에 비해 2020, 2021년 감소하였

한 실정이다.(16) 관련 국외 연구에서 담배제품 이중 사용 청소

다.(3) 그러나 전체 흡연, 음주보다 고위험집단인 담배제품 다중

년은 비흡연 청소년 또는 담배제품 단일 사용 청소년에 비해 폭

사용, 폭음, 그리고 이들의 동시행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러한

음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13,16,17), 이는 가열담배

취약군에서도 역시 건강위험행동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 포함되지 않거나 COVID-19 유행 이전 연구였다. 흡연과 음

알려져 있지 않다.

주 동시행위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열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 궐련형 전자담배 즉 가열담배(heated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음주의 동시행위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웠다.

tobacco product, HTP)와 같은 새로운 담배제품의 출현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유행 전후인 2017-2021년

담배제품 다중사용(multiple use)은 청소년 흡연에서 새로운

5개년간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음주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다.(4)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건강위험 감시

의 담배제품 다중사용, 폭음, 동시행위의 연도별 추이를 알아보

(surveillance) 체계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2019년부

고자 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변수가 포함된

터 일반담배 외에 위의 두 가지 신종담배의 평생 경험률, 현재 사

2019-2020년(제 15, 16차) 자료로 COVID-19 유행 전후 현재

용률을 같이 조사하고 있다.(3)

음주 청소년의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COVID-19 이전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꾸준히

고자 한다.

감소해 왔지만, 폭음 즉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으로 남
학생 기준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기준 소주 3잔 이상인 경우는

방

법

증가 추세였다. 음주 청소년의 폭음 관련요인은 주류 구매 용이
성, 흡연, 주관적 건강수준 등이며, 현재 흡연자나 과거흡연자가

1.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비흡연자에 비해 폭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왔다.(5)

음주 청소년의 담배제품 다중사용, 폭음, 동시행위의 추이에

일반적으로 청소년 흡연과 음주 같은 부정적 건강행동은 함께

대해 2017-2021년 5개년간, 그리고 COVID-19 전후 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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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외：청소년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15차

다’고 대답한 경우이다. 담배제품 과거사용자(Ex-smoker)는

(2019년),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지금까지 일반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 있지만 최근

이용하여 2차 분석연구를 시행하였다.

30일 동안 일반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월 1일 미만, 지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모집단은 당해연도 4월 기준 전국 중·

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지만 최근 30일 동안 니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한다.

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날이 월 1일 미만, 지금

각 연도의 대상자는 2017년 62,276명, 2018년 60,040명,

까지 가열담배를 사용 적 있지만 최근 30일 동안 가열담배를 사

2019년 57,303명, 2020년 54,948명, 2021년 54,848명이었

용한 날이 월 1일 미만인 경우이다. 단일사용자(Single user)는

다.

현재 한 가지 담배제품을 사용 중인 대상자를 기준으로 현재 일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총 800개교의 60,100명을

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 중 한 종류만을 사용하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800개교 57,303명이 참여하여 학

는 경우이다. 이중사용자(Dual user)는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

생 수 기준 조사 참여율은 95.3%이며,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

자담배, 일반담배와 가열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열담

조사는 총 800개교의 57,9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

배와 같이 현재 두 가지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삼중사

나 COVID-19로 인한 조사지원 담당교사의 업무 과부담과 컴

용자는 현재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를 모두 사용

퓨터실 사용 불가로 793개교 54,948명이 참여하여 학생 수 기

하는 대상자이다(Triple user).

준 조사 참여율은 94.9%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청소년 음주 또는 폭음 관련 변수를 인

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확인(4-2021-1571)을 받은 후 진행하였

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물질사용 관련 특성으로 구분

다.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도시규모, 현재 주거형

연구대상자는 2019년과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참여

태, 주관적 경제상태이다. 건강 관련 특성은 우울감 경험을 포함

학생 총 112,251명 중 음주경험시기 무응답 70명, 비음주자이

하였으며 물질사용 관련 특성은 2019년 조사에서 “지금까지 습

거나 과거 음주자 97,913명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여 현재 음

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주 청소년 14,268명을 ‘비폭음’, ‘폭음’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2020년 조사에서 “치료목적을 제

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비폭음 청소년은 7,067명, 폭음 청

외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사용한 약물이나 물질이 있습니

소년은 7,201명이었다.

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경우 ‘약물사용’으로 하였다. 약
물의 범위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문항에서 제시한 부탄가스, 본

2. 변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사용된 정의에 따라 최근 30일 동안 1

드,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
안정제 등으로 제한하며, 담배제품과 술은 제외하였다.

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현재 음주 청소
년으로 정의하였으며, 음주 청소년 중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
인 경우 위험음주 및 폭음으로 하였다.

3. 통계분석
2017-2021 5개년간 음주 청소년 중에서 담배제품 다중사
용, 폭음, 동시행위자 수와 그 분율을 산출하였고 연도별로 나열

담배제품 다중사용은 현재 사용하는 담배제품 사용개수에 따

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7-2018년에는 일반담배와 액상

라 비흡연자, 담배제품, 현재 단일, 이중, 삼중사용자로, 다중사

현 전자담배 두 종류만 조사되어 있어 담배제품 이중사용만 산

용자(Multiple user)는 담배제품 두 가지 이상 사용자로 분류하

출 가능하였으며, 2019-2021 3개년도에서는 이중, 삼중사용

였으며 각 제품의 현재 사용은 최근 30일 동안 해당 담배제품 사

을 산출하였고, 이중 및 삼중사용을 합친 다중사용을 추가로 산

용을 의미한다. 비흡연자(Non-smoker)는 평생 담배제품을 사

출하였다.

용하지 않는 대상자로 “지금까지 일반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표본 설계방법을 사용한 자료이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

므로 이를 고려한 가중치가 제시되어 있어 분산추정층, 층화변

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열담배(예: 아이

수 및 표본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코스, 글로 릴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없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단일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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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ultiple tobacco product use pattern according to the year 2017-2021 among adolescent current drinkers.
2017

2018

2019

N

w%

N

w%

5,342
4,232
1,504
1,943
1,825
118

55.1
44.9
35.7
45.7
42.8
2.9

5,304
4,351
1,595
1,832
1,674
158

54.1
45.9
35.6
42.1
38.3
3.8

Dual user (CC＋EC)

785

18.6

924

22.3

Multiple User
(Dual＋Triple)

785

18.6

924

22.3

Non-smoker
Total smoker
Ex-smoker
Single user
Only CC
Only EC

Non-smoker
Total smoker
Ex-smoker
Single user
Only CC
Only EC
Only HTP
Dual user
CC＋EC
CC＋HTP
EC＋HTP
Triple user
(CC＋EC＋HTP)
Multiple User
(Dual＋Triple)

2020

2021

N

w%

N

w%

N

w%

4,553
3,825
1,119
1,271
1,159
83
29
699
29
392
252
736

53.7
46.3
28.8
32.5
29.6
2.1
0.8
18.7
10.2
6.9
1.6
20.0

3,285
2,605
863
960
888
65
7
485
337
115
33
297

56.2
43.8
33.9
37.0
34.0
2.7
0.3
17.9
12.5
4.1
1.3
11.2

3,268
2,523
802
759
621
125
13
583
462
82
39
379

55.9
44.1
31.3
30.3
24.3
5.4
0.6
23.2
18.1
3.5
1.6
15.2

1,435

38.7

782

29.1

962

38.4

Descriptive data are summarised in unweighted frequencies (N), and weighted percentages (w%).
Abbreviations: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or e-cigarette; 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HTP, heated tobacco product.

에서 2개년도 연도통합분석을 위해 제공된 가중치를 이용해 통

11.2%로 감소했으나 2021년 15.2%로 소폭 증가했다. 2017-

합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음주 청

2018년의 이중사용과 2019-2021년 이중, 삼중사용을 포함한

소년이 대상자로 비음주자, 과거음주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는

다중사용자는 2017년 18.6%에서 2019년 38.7%로 증가했으

데 자료 선택 시 가중치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모집단

며, 2020년 29.1%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19년 수

변수를 생성하여 분산 추정량의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

준으로 증가하였다(38.4%) (표 1).

다. 폭음청소년과 비폭음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

이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전체담배제품사용자는 2017년

해 빈도와 가중백분율(weighted %)을 이용하고 각 군 간의 차

44.9%에서 2021년 44.1%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최근 2021

이는 층화표출로부터 나온 범주형 자료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

년 단일제품사용자는 감소하고, 이중, 삼중사용자는 증가하는

법인 Rao-Scott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양상을 보였다. 단, 2020년에는 다중사용이 감소했다가 2021

앞서 PROC REG를 사용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분산확대

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인자(VIF) 값은 모두 10 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음을

최근 5개년 동안 현재 음주 청소년 중에서 담배제품 단일사용

확인하고 음주 청소년의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관련성을 분

자는 일반담배 사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사용자는 일반담배

석하기 위해 복합표본설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와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자가 가장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

SAS 9.4 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배나 가열담배의 경우, 단일 또는 이중사용자보다 삼중사용자가
더 많았다(표 1).

결

과

현재 음주 청소년 중 폭음군은 2017년 51.3%, 2019년
52.1%로 증가했으나, 2020년 48.9%, 2021년 45.4%로 감소하

최근 5개년 동안 현재 음주 청소년 중에서 담배제품 단일사용

였다.

자는 2017년 45.7%에서 2019년 32.5%, 2021년에는 30.3%

현재 음주 청소년을 폭음군, 비폭음군으로 나누어 비흡연, 과

로 감소하였다. 이중사용자는 2017년 18.6%에서 2021년

거흡연 및 현재흡연의 담배제품 다중사용 동시행위 분율을 보았

23.2%로 증가했다. 삼중사용자는 2019 년 20.0%에서 2020년

을 때, 담배제품 이중 사용자는 비폭음군에서 2017년 4.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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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bacco product use pattern
among adolescent current drinkers in
2017-2021.
Table 2. Binge drinking and multiple tobacco product use pattern according to the year 2017-2021 among adolescent current drinkers.
2017
Non-binge
drinker

2018
Binge
drinker

Non-binge
drinker

2019
Binge
drinker

Non-binge
drinker

2020
Binge
drinker

Non-binge
drinker

2021
Binge
drinker

Non-binge
drinker

Binge
drinker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Total
Non-smoker
Ex-smoker
Single user
Only CC
Only EC

4,745
3,352
702
513
469
44

48.7
69.9
15.0
11.1
10.0
1.1

4,829
1,990
802
1430
1,356
74

51.3
41.0
17.0
29.5
28.0
1.5

4,628
3,234
744
491
445
46

47.6
68.6
16.4
11.2
10.1
1.1

5,027
2,070
851
1,341
1,229
112

52.4
40.8
16.3
26.7
24.4
2.3

Dual user
(CC+EC)

178 4.0

Total
Non-smoker
Ex-smoker
Single user
Only CC
Only EC
Only HTP
765 16.2 Dual user

4,071
2,850
516
373
331
36
6
193

47.9
69.1
12.9
9.2
8.2
0.8
0.2
5.1

4,307
1,703
603
898
828
47
23
506

52.1
39.6
13.8
20.4
18.7
1.1
0.6
11.9

2,996
2,205
383
251
221
27
3
105

51.1
73.4
13.1
8.3
7.3
0.9
0.1
3.5

2,894
1,080
480
709
667
38
4
380

48.9
38.2
16.7
24.5
22.8
1.5
0.2
12.3

3,184
2,297
396
249
186
58
5
60

54.6
71.7
12.6
8.1
5.9
2.0
0.2
5.0

2,607
971
406
510
435
67
8
423

45.4
37.0
15.2
19.8
16.6
2.9
0.3
16.4

CC+EC
CC+HTP
EC+HTP
Triple user
(CC+EC+HTP)
765 16.2 Multiple User
(Dual＋Triple)

128
52
13
139

3.4
1.3
0.4
3.7

264
200
42
597

6.0
4.9
1.0
14.3

75
25
5
52

2.5
0.8
0.2
1.7

262
90
28
245

8.6
2.8
0.9
8.3

29
18
13
82

4.1
0.5
0.4
2.6

333
64
26
297

12.6
2.8
1.0
11.6

Multiple User 178 4.0
(Dual＋Triple)

607 12.5 159 3.8

607 12.5 159 3.8

332 8.8

1,103 26.2 157 5.2

625 20.6 142 7.6

720 28.0

Descriptive data are summarised in unweighted frequencies (N), and weighted percentages (w%).
Abbreviations: CC, conventional cigarette; EC, electronic cigarette or e-cigarette; 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HTP, heated tobacco product.

2021년 5.0%로 증가했으며, 폭음군에서도 2017년 12.5%에서

폭음군의 담배제품사용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최근

2021년 16.4%로 증가하였다. 삼중사용자는 비폭음군 2019년

2021년 단일제품사용자 감소, 이중, 삼중, 다중사용자는 2020

3.7%, 2021년 2.6%였으며, 폭음군에서도 2019년 14.3%,

년 감소했다가 2021년 반등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2).

2021년 11.6%로 감소했다. 이중, 삼중사용을 포함한 다중사용

2019년과 2020년에 조사된 음주 청소년 중 폭음 및 담배제

은 비폭음군 2017년 4.0%에서 2021년 7.6%로 증가했으며, 폭

품 다중사용 행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폭음군

음군에서도 2017년 12.5%에서 2021년 28.0%로 증가하였다

은 비폭음군에 비해 여학생, 고학년, 군지역 거주, 가족과 비동

(표 2).

거, 우울감 경험, 술과 담배를 제외한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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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obacco product use pattern
among adolescent binge drinkers in
2017-2021.
가 많았다. 음주 청소년 중 현재 담배제품 다중사용은 남학생, 낮

고

찰

은 주관적 경제상태, 우울감 경험, 술과 담배를 제외한 다른 약물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3).

현재 음주 청소년 중 전체담배제품사용자는 2017년과 2021

표 4는 음주청소년의 연도에 따른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년 큰 변화가 없고, 단일제품사용자는 감소한 반면, 2020년에는

간 관련성을 복합표본설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 표

다중사용이 감소했다가 2021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

이다. 보정 모형은 성별, 학년, 거주지역, 현재거주형태, 주관적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음군에서도 유사했다. 특히 현재 음

경제적 상태, 학업성적, 성관계 경험,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

주 청소년 중 ‘담배제품 이중 사용자’는 2017년 18.6%에서

험, 약물사용, 주류 구매 용이성, 처음 음주 경험 연령 변수를 보

2021년 23.2%로 증가했다. 이중 사용자는 비폭음군에서 2017

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2019년 현재 음주 청소년은 비

년 4.0%에서 2021년 5.0%로 증가했으며, 폭음군에서도 2017

흡연자에 비해 담배제품 과거사용자, 단일, 이중, 삼중사용자인

년 12.5%에서 2021년 16.4%로 증가하였고, 삼중사용도 같은

경우 폭음 오즈비가 높았다(과거사용자 aOR 1.58, 95% CI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 후 반등 형태의 이유로, 2020년에

1.30-1.91; 단일사용자 aOR 2.98, 95% CI 2.36-3.75; 이중사

만 새로 발생한 환경적 변화로서 COVID-19의 영향을 배제하

용자 aOR 2.53, 95% CI 1.87-3.41; 삼중사용자 aOR 2.66,

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중사용 시 담배제품은 일

95% CI 1.91-3.71). 2020년에도 과거사용자, 단일, 이중, 삼중

반궐련＋액상형 전자담배 조합이 가장 많은 결과는, 청소년에서

사용자로 갈수록 폭음 오즈비가 높았다(과거사용자 aOR 2.03,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예방적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95% CI 1.64-2.51; 단일사용자 aOR 2.78, 95% CI 2.153.60; 이중사용자 aOR 3.13, 95% CI 2.17-4.51; 삼중사용자
aOR 4.02, 95% CI 2.37-6.81).

음주 청소년 중 폭음군은 2017년 51.3%에서 2021년 45.4%
로 감소하였다.
COVID-19 기간 동안 청소년의 물질사용에 대한 체계적문

현재 음주를 하는 남학생은 비흡연자에 비해 담배제품 과거사

헌 고찰연구에 따르면,(18) 알코올 사용을 조사한 21개 연구 중

용자, 단일, 이중, 삼중사용자로 갈수록 폭음 오즈비가 높았다

5개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이 증가했으며 12개 연구에서는 감소

(과거사용자 aOR 1.83, 95% CI 1.51-2.21; 단일사용자 aOR

하였다. 담배제품 사용이 보고된 9개 연구 중 6개의 연구에서 담

2.83, 95% CI 2.28-3.51; 이중사용자 aOR 2.84, 95% CI

배제품 사용율이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 2020년에 실시된

2.15-3.75; 삼중사용자 aOR 3.40, 95% CI 2.46-4.71). 현재

Monitoring the Future (MTF) Survey 코호트 결과에서도, 미

음주 여학생의 결과도 남학생과 유사했다(과거사용자 aOR

국 청소년의 담배와 술을 포함한 물질사용이 전례 없이 큰 폭으

2.26, 95% CI 1.76-2.90; 단일사용자 aOR 4.66, 95% CI

로 감소하였다.(19)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COVID-19 의 잠재

3.49-6.22; 이중사용자 aOR 8.09, 95% CI 4.92-13.30; 삼중

적 영향인지, 지속적인 물질사용 예방정책의 성과인지는 구분하

사용자 aOR 5.87, 95% CI 3.07-11.23) (표 5).

기 어려우며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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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5.6)
357 (30.4)
782 (41.9)
1,358 (52.3)
1,997 (55.7)
2,592 (59.8)
583 (53.7)
3,351 (52.1)
3,267 (49.2)
6,515 (49.7)
686 (66.2)
2,583 (50.2)
3,200 (49.5)
1,418 (55.5)
3,885 (46.5)
3,316 (57.1)
2,815 (48.6)
4,386 (52.3)

643 (84.4)
832 (69.6)
1,127 (58.1)
1,225 (47.7)
1,538 (44.3)
1,702 (40.2)

485 (46.3)
3,147 (47.9)
3,435 (50.8)

6,678 (50.3)
389 (33.8)

2,586 (49.8)
3,304 (50.5)
1,177 (44.5)

4,539 (53.5)
2,528 (42.9)

2,957 (51.4)
4,110 (47.7)

0.0006

＜0.0001

＜0.0001

＜0.0001

0.015

＜0.0001

＜0.0001

P value*

3,241 (56.5)
4,597 (53.5)

4,918 (57.9)
2,920 (50.1)

2,855 (55.2)
3,708 (56.3)
1,275 (49.5)

7,295 (55.1)
543 (49.2)

647 (60.0)
3,536 (54.2)
3,655 (54.6)

600 (78.4)
778 (65.1)
1,090 (56.4)
1357 (51.9)
1,795 (51.6)
2,218 (52.0)

3,992 (47.9)
3,846 (64.4)

N (w%)

Non-smoker
(N=7,838)

849 (14.9)
1,133 (13.3)

1.180 (14.2)
802 (13.7)

701 (13.4)
920 (14.4)
361 (14.0)

1,849 (14.2)
133 (11.4)

135 (13.3)
917 (14.1)
930 (13.9)

72 (9.4)
119 (10.1)
275 (14.8)
372 (14.2)
534 (15.1)
610 (14.3)

1,266 (15.4)
716 (11.9)

N (w%)

Ex-smoker
(N=1,982)
N (w%)

Single user
(N=2,231)

931 (16.1)
1,300 (15.1)

1,188 (14.1)
1,043 (17.6)

758 (14.6)
989 (15.2)
484 (18.2)

2,078 (15.5)
153 (15.3)

144 (13.8)
1,071 (16.3)
1,016 (14.9)

42 (6.0)
151 (12.2)
292 (15.0)
419 (16.1)
575 (16.4)
752 (16.9)

1,392 (16.8)
839 (13.7)

*P-value is based on Rao-Scott Chi-square analysis for complex sample. All results from survey data that has been investigated in 2019-2020.

3,880 (47.5)
3,321 (55.5)

4,372 (52.5)
2,695 (44.5)

N (w%)

N (w%)

Sex
Male
Female
School grade
7th
8th
9th
10th
11th
12th
Region
Rural area
Mid-size city
Large city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Living with others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Depression mood in 12 months
No
Yes
Other drug use
No
Yes

Binge drinker
(N=7,201)

Non-binge drinker
(N=7,067)

475 (7.8)
709 (8.7)

644 (7.7)
540 (9.2)

435 (8.3)
510 (8.0)
239 (9.2)

1,063 (8.1)
121 (11.6)

82 (7.5)
524 (8.3)
578 (8.5)

24 (3.2)
73 (6.2)
136 (7.5)
227 (9.1)
332 (9.0)
392 (9.0)

854 (10.4)
330 (5.4)

N (w%)

Dual user
(N=1,184)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current adolescent drinkers according to binge drinking (unweighted N, weighted %) (n=14,268).

276 (4.7)
757 (9.4)

494 (6.1)
539 (9.4)

420 (8.5)
377 (6.1)
236 (9.1)

908 (7.1)
125 (12.5)

60 (5.4)
450 (7.1)
523 (8.1)

20 (3.0)
68 (6.4)
116 (6.3)
208 (8.7)
299 (7.9)
322 (7.8)

748 (9.5)
285 (4.6)

N (w%)

Triple user
(N=1,033)

＜0.0001

＜0.0001

＜0.0001

＜0.0001

0.06

＜0.0001

＜0.0001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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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between tobacco smoking status and binge drinking according to the year 2019-2020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mong current
adolescent drinkers.
2019 (N=8,378)

Non-smoker
Ex-smoker
Single user
Dual user
Triple user

2020 (N=5,890)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1.00
1.88 (1.67-2.13)
3.88 (3.38-4.45)
4.06 (3.39-4.87)
6.71 (5.47-8.22)

1.00
1.58 (1.30-1.91)
2.98 (2.36-3.75)
2.53 (1.87-3.41)
2.66 (1.91-3.71)

1.00
2.44 (2.10-2.83)
5.67 (4.76-6.76)
6.71 (5.27-8.54)
9.25 (6.84-12.50)

1.00
2.03 (1.64-2.51)
2.78 (2.15-3.60)
3.13 (2.17-4.51)
4.02 (2.37-6.81)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complex sample design was conducted. All results from survey data that has been investigated in 2019-2020. Significance at P＜0.05,
OR (95% CI): Odds ratios(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school grade, region, living arrangement, family economic status, school achievement, sexual experience, perceived stress, depression mood in
12 months, other drug use, availability of alcoholic beverages and grade of alcohol drinking initiation.

Table 5. Association between tobacco smoking status and binge drinking according to gender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mong current adolescent
drinkers.
Male (N=8,252)

Non-smoker
Ex-smoker
Single user
Dual user
Triple user

Female (N=6,016)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1.00
2.17 (1.91-2.47)
4.60 (4.03-5.24)
4.99 (4.21-5.90)
7.86 (6.52-9.49)

1.00
1.83 (1.51-2.21)
2.83 (2.28-3.51)
2.84 (2.15-3.75)
3.40 (2.46-4.71)

1.00
2.54 (2.15-3.00)
6.07 (4.97-7.41)
10.82 (7.58-15.45)
16.56 (10.73-25.55)

1.00
2.26 (1.76-2.90)
4.66 (3.49-6.22)
8.09 (4.92-13.30)
5.87 (3.07-11.23)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complex sample design was conducted. All results from survey data that has been investigated in 2019-2020.Significance at P＜0.05,
OR(95% CI):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chool grade, region, living arrangement, family economic status, school achievement, sexual experience, perceived stress, depression mood in 12
months, other drug use, availability of alcoholic beverages and grade of alcohol drinking initiation.

다.(20)
그러나, 국내에서도 위의 연구결과들과 같이 전체적인 음주

선행연구들로부터 본 연구의 보정 변수를 도출하여 다변수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율, 흡연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고위

음주 청소년의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은 통계적으로 유의

험 건강행동인 담배제품 이중, 삼중사용이 COVID-19 이후에

하였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담배제품 과거사용자, 단일, 이중, 삼

반등,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중사용자로 갈수록 폭음군에 속할 오즈비가 높았다.

단변수 분석 결과 음주 청소년에서 현재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2019년 담배제품 이중, 삼중사용자의 폭음 오즈비는 각각

관련된 특성들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스트레스, 우울감 경험,

aOR 2.53 (95% CI 1.87-3.41), 2.66 (95% CI 1.91-3.71)인

음주 경험, 약물사용경험과 같은 같은 선행연구에서의 관련요인

반면, 2020년에는 각각 aOR 3.13 (95% CI 2.17-4.51). 4.02

과 유사하였다.(21-23) 성별, 학년, 도시규모, 현재 주거행태, 성

(95% CI 2.37-6.81)로, 2020년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의

관계 경험, 현재흡연여부 등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폭음 관련

관련성이 특징적이었다.

요인으로 알려졌으며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5,8)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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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9,10,13,17,23,24), 담배제품

고위험군 예방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중사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서, 폭음이라는

연구대상자는 전체가 아닌 현재 음주 청소년에 국한하였다.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이다. 2014년 미국에서 시행된 MTF

비음주자를 비교군으로 하여 2019-2020년 전체 청소년에서

study 연구에서도 미국 청소년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이중사용

폭음 및 동시행위의 관련성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자가 폭음 가능성이 높았으며(aOR 2.57, 95% CI 1.94-3.39),

진행한 결과,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간의 오즈비가 이중사

단일 담배제품 사용자에 비해 이중사용자가 폭음 위험(aOR

용 45.25 (aOR35.74-57.29), 삼중사용 49.87 (aOR36.66-

11.26, 95% CI 8.87-14.29)이 훨씬 높았다.(16)

67.83)으로 대폭 높게 분석되었는데, 비음주 청소년과 비교 시

담배와 술의 동시사용은 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특히, 청소년

이렇듯 높은 위험이 산출될 것이라는 결과는 예상 가능하였다.

기의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

또한 본 연구의 취지는 COVID-19 유행 이후 고위험 취약 집단

기 동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더

의 현황과 동시행위의 강도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5,26).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2차 자료를 이용한 단

또한,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 한 가지만 사용하

면연구라는 점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성은 알 수 있으

는 단독사용자는 향후 담배제품 다중사용자로 이행할 위험이 높

나 시간적 선후 관계 파악이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 담배제품

다는 점은 청소년에서 신종담배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

다중사용과 폭음의 관련성은 COVID-19 유행 이후인 2020년

다.(14,16)

에도 유의하였으나, 이러한 관련성이 COVID-19에 기인한 것

하지만 신종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인지는 단면조사 자료로부터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COVID-

가 존재하지 않아 담배규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 일

19 유행 기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이 감소하는

반담배에 맞춰진 담배규제정책이 아닌 신종담배를 포괄하는 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교일수 감소, 친구들과 집단 생활 감

배사업법 개정과 같은 담배규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며,(27)

소, 생활반경 축소 등으로 인한 실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에서도 청소년의 담배사

COVID-19 유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실태를 정

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

확히 측정,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

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

로 본 조사의 대상자는 중고교 재학생에 국한되어 학교 밖 청소

치 등으로 확대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및 니코틴 함유 제품을

년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물질사용 고위험군이 과소 측정되

담배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였다.(4)

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흡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의 관련
성이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COVID-19 유행

연율과 음주율이 감소한 2020년에도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
음 간 유의한 관련성이 상존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기간 동안 전체적인 흡연, 음주는 감소하였더라도, 담배제품 다

COVID-19 유행 기간 음주청소년의 가열담배를 포함한 담

중사용 및 폭음과의 동시행위와 같은 위험 행동의 강도가 높은

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에 대한 연구 결과가 향후 청소년 물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사용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

청소년 흡연의 건강격차는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지

에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사용 예방교육

표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일반계고와 특성화계

및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물질

고 모두 지속 감소 추세였고, 계열간 격차도 감소되었다.(28) 그

사용 문제를 함께 중재하는 통합적인 물질사용 예방 관련 교육

러나 COVID-19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가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단일 물질 사용만을 중재하면 청소년의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2)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미래 건강을

다중물질 사용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 담배제품 다중사용, 폭음

위해 가장 중요한 건강 자산 중 하나인 흡연, 음주 건강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을 포함한 다중 물질사용(poly-sub-

도 비흡연, 비음주군과 동시행위 고위험군 간 격차가 심화되고

stance use) 관련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대상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물질사용 예방사업 내실화 및 COVID-19로 인해 중단됐던 기

강화를 통한 출발선 평등의 필요성이 역설되었는데,(29) 청소년

존 사업들의 재개 시 변화를 반영한 최근 연구들을 반영할 것을

에서도 COVID-19 이후 건강 형평성의 출발선으로서 건강행동

제안한다. COVID-19 이전에 알려진 정보들이 현실과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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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셋째, 학교 기반 사업의 경우, 교육부와 연계하지 않

1.30-1.91; 단일사용자 aOR 2.98, 95% CI 2.36-3.75; 이중사

은 청소년 물질사용 예방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널리 보급되거나

용자 aOR: 2.53, 95% CI: 1.87-3.41; 삼중사용자 aOR 2.66,

구현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95% CI 1.91-3.71), 2020년에도 폭음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았

경우가 상존하였다. 이를 재정비하여 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부

다(과거사용자 aOR 2.03, 95% CI 1.64-2.51; 단일사용자

와 연계한 통합적인 물질사용 예방사업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

aOR 2.78, 95% CI 2.15-3.60; 이중사용자 aOR: 3.13, 95%

행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CI: 2.17-4.51; 삼중사용자 aOR 4.02, 95% CI 2.37-6.81).
결론: COVID-19 유행 기간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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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담배제품 이중 사용 청소년은 폭음 위험이 높다고 보
고되었다. 그러나, 가열담배(heated tobacco product) 사용
을 포함한 삼중사용과의 관련성, 특히 COVID-19 유행으로 인
해 흡연, 음주 양상이 변화된 기간에 대한 분석은 충분치 않다.
방법: COVID-19 유행 전후인 2017-2021년 5개년간의 청소
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서 현재 음주 청소년을 분석하여, 담배제
품 다중사용, 폭음, 동시행위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담배
제품 단일, 이중, 삼중사용은 일반궐련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
열담배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갯수로 정의하였다.
COVID-19 유행 전후인 2019, 2020년 음주 청소년 14,268명
의 담배제품 다중사용과 폭음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복합표
본설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현재 음주 청소년 중 전체담배제품사용자는 2017년과
2021년 큰 변화가 없고, 단일제품사용자는 감소한 반면, 2020
년에는 다중사용이 감소했다가 2021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
는 양상을 보였다. ‘담배제품 이중 사용자’는 2017년 18.6%에서
2021년 23.2%로 증가했으며, 폭음군에서도 2017년 12.5%에
서 2021년 16.4%로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음주 청소년은
비흡연자에 비해 담배제품 과거사용자, 단일, 이중, 삼중사용자
인 경우 폭음 위험이 높았고(과거사용자 aOR 1.58,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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